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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정보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정
보를 받아들이는데 자신의 역할을 국한하지 않는다. 인터넷은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정보를
창출하고 공유하는 곳으로 발전했다. 또한 SNS의 발달로 인해 자신의 사적인 정보까지 공유
하는 추세이다.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연일 뉴스에 보도되는 지금의 상황은 정보화 사회의
발전에 있어 필수적으로 겪어야 하는 성장통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 문제는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격과 명예에 악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요청은 크게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를 규율하는 법과 제도는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3년에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으로 제정되었으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신
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률 상호간 어떠한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
용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모호함이 존재하고 있어 문제된다. 또한 위와 같은 법들이 정
하고 있는 고지·동의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도 있다.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구제 방법
역시 아직까지 미흡한 편이며 대중의 권리의식도 부족하다. 실제로 2011년 7월 SK컴즈에서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침해된 사건의 경우 피해자 중 일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그 숫
자는 전체 피해자 3,500만 명 중 3,000여 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침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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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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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실제로 2010년에 35,167건이었던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건수는 2013년에 166,801건으로 5배 정도 증가하였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 규제방안과 개인정보침해 발생 시
사법적 대응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를 논의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행정적 규제에 관해서는 고지·동의제도의 문제점을 우선 파악한 후
개선방안을 소개할 것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침해 시 소송을 통한 대응과 판례의 태도, 관련
법리를 논의하여 사법적 해결에 대한 개선책도 함께 모색할 것이다.１

Ⅱ. 개인정보에 대한 행정적 규제
1. 현황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엄격한 사전 고지·동의 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사전 고지·동의 제도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전 고지·동의 제도에는 문제가 있다. 첫 번째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
개인정보가 법률상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
1호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를 정의하
고 있다. 이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다른 나라의 개인정보 규정과 비교하여 개인정보의
정의가 넓은 편이다.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에 대한 동의 또한 정보주체가 관련된 위험을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를 초과하는 등 사실상 형해화 되고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
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악용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정의가 넓기 때문에 빅
데이터 산업 등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문제된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과연 사전 고지·동의가 적절한 규제방법인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상
과태료 규정과 정보통신망법상 과징금 규정이 효과성이 있는지 역시 문제된다.

１ 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66 (e-나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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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각 나라별 개인정보 정의 비교
국가

내            용

한국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
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OECD 가이드라인

EU 지침

EU 규정(안)

식별되거나 식별될 수 잇는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2
식별되거나 식별될 수 있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 식별 될 수 있는 신원확인번호나 개인이 가
지는 고유한 신체적·생리적·정신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특질 중 하나 이상의 요소 등
을 참고(reference)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신원이 확인 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정보주체’란 식별된 자연인 또는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다른자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특히 식별번호, 위치정보, 온라인 식별자 또는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유전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또는 사회적 정체성에 관한 하나 또는 복수의 요소에 관한 정보들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된 자연인을 말한다.4
‘개인정보’란 정보주체에 관한 어떠한 정보를 말한다.

독일

식별되거나 식별될 수 있는 개인의 인적, 물적 환경에 관한 일체의 정보
다음으로부터 식별할 수 있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데이터
•당해정보; 또는

영국

•정보관리자(data controller)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 기타 데이터나 정보,
그리고 해당 개인에 대한 견해의 표시나 해당 개인에 대한 정보관리자 또는 기타 사람들의
의도를 드러내는 모든 표시를 포함하는 데이터나 정보5

일본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는 성명, 생년월일 기타 서술 등에 의해
특정한 개인을 식별하는 일이 가능한 것(다른정보와 용의하게 조합되어, 그에 의해 특정한
개인을 식별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함

미국

(Privacy Act 1974)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의 개개 항목 또는 그 집합을 말한다.
그 기록(record)에는 당해 개인의 교육, 금전적 거래, 병력, 전과, 취업경력에 관한 정보가 담기
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기록에는 당해 개인의 이름 또는 식별번호나 식별부호
혹은 지문, 성문 시잔과 같은 당해 개인에게 고유한 식별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6

２ any information relating to an identified or identifiable individual
３	any information relating to identified or identifiable natural person (“data subject”); an identifiable person is one who can
be identified, directly or indirectly, in particular by reference to an identification number or to one or more factors specific
to his physiological, mental, economic, cultural or social identity
４ (1) ‘data

subject’ means an identified natural person or a natural person who can be identified, directly or indirectly,
by means reasonably likely to be used by the controller or by any other natural or legal person, in particular by
reference to an identification number, location data, online identifier or to one or more factors specific to the physical,
physiological, genetic, mental, economic, cultural or social identity of that person;
(2) ‘personal data’ means any information relating to a data subject;
５ data which relates to a living individual who can be identified from that data, or from that data and other information
which is in the possession of, or is likely to come into the possession of, the data controller
６	5 U.S.C. 552a (a) (4) - the term “record” means any item, collection, or grouping of information about an individual
that is maintained by an agenc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his education, financial transactions, medical history,
and criminal or employment history and that contains his name, or the identifying number, symbol, or other identifying
particular assigned to the individual, such as a finger or voice print or a photo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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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는
식별성이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식별성을 가지게 되는 정보도 포함함으로써(개인
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 대부분의 개인에 관한 정보는 ‘개
인정보’에 해당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개인정보에 관하여 항상 동의를 구한다는 것
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지금 성장하고 있는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크기에 문제된다.
또한 동의 제도에는 맹점이 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하는 순간 그 이
후의 가치창출과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참여가 배제된 채로 정보처리자의 자의에 맡겨지게
된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시점에
서 이러한 제도는 오히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게다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와 제3자로
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 관한 규율체계가 현격히 다르다. 즉,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
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사전 고지 및 동의를 원칙을 적용하고(개
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위반 시 형사처벌(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호)
또는 과태료(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1항 제1호)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정보주체 이외의 자로부터 수집하는 경우에 관해서는 이러한 원칙을 관철하지 않아 고지·동
의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전 고지·동의 제도에 입각한 제15
조와는 별도로 제20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
적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관한 사항을 정보주
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
정보가 동법 제3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
우나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
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지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여 고지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더욱이 정보통신망법의 경우에는 정보
주체 이외의 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규율하는 규정자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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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방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전 고지·동의 제도에는 허점이 존재한다. 실질적으로 개인정
보 침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 고지·동의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외의 다양한 제도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지 아직 2년이 되지 않았을 정도로 개인정보보호 분야는 아직 정
립되어 가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법제의 정비, 국민의 인식 제고 등 여러 분야에 있어 아
직 국가의 후견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체계는 기본적으
로 미국과 같이 개별법에서 최소한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민간의 자율규제와 민사적 해결에
맡기는 구조가 아니라 법령에서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정부부처의 고시를 통해 의무 내용을
구체화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구조이다.
법률은 기본적으로 일반적, 추상적으로 규율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 법률의 해석에 관
한 최종적 권한을 가진 사법부의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행정부처의 고시, 가이드라인, 유권해석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개별적인 사항별 행정처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분쟁이나 위법사항은 주무부처의 행정지도나 시정조치명령으
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고, 행정지도나 시정조치명령 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사례 등은 선례로서 기능하며 유사한 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정지
도나 시정조치 명령의 권한의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
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제재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
실적으로 주무부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전담 부서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경험
을 가지고 있는 반면 수사기관을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인정보보호에 관
해서는 수사기관이 직접 제재를 가하기에 앞서 주무부처에 1차적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 필요
가 있다. 주무부처가 특별사법 경찰권을 갖고 수사를 통해 시정권고,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
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령불이행을 이유로 형사처벌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현행
과태료만으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돈으로 환원할 수 없는 개인적 법익, 예를
들면 사회적 명예, 인격의 권익도 있는 것이므로 다른 강제적 수단을 도입하는 것 역시 고려
되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에서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등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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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일정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위반행위와 관련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1억 원의 상한선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적 제재는 금액상
의 의미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과
징금’의 상한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징벌적 과징금 논의가 활발하다.
하지만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도입은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
로 신중하게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28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어떠한
경우에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인지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법률상의 미비
점이 존재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4. 소결
개인정보의 대부분은 디지털 데이터이기 때문에 한번 누출되면 빠른 속도로 유포되고 다
시 전처럼 복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국가는 고지·동의 등의 제도를 통해 사전적으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려고 하지만 이 역시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금전적 제재를 강
화함과 동시에 빠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또한 행정조치의 실효성
을 확보하기 위해 시정명령에 대한 명령불이행죄 등의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것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Ⅲ. 개인정보에 대한 사법적 구제
1. 문제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역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다. 행정청이 정보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행정벌, 행정규제와 달리 개인이 자신의 정보가 침해당한 경우 이를 사
법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에 있어 가장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침해시 사법적 구제 방법과 판례의 태도를 검토하고 개
선방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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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법적 구제 방법
1) 민사상 구제방법

정보통신망법 제32조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정보통신망법에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
면서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에게 전환한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5항에서는 민사상의 사용자책
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민법 제750조, 제390조 등은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를 구분하
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다.７
그런데 우리 법원은 아직까지는 개인정보 보호를 재산권 보호가 아닌 인격권 보호의 측면
에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11.9.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을 살
펴보면 인격적 법익과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위법성을 판단
하고 있다.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침해를 원인으로 제시된 여러 손해배상 청구소송들에서 우
리 법원은 지금까지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 지급을 인정하고 있을 뿐 재산적 손해까지 인
정한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실무상 법원이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하여 인정하는 비재산적 손해액은 정보주체 1인당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정도인데 이에 대하여 그 금액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
나 성희롱에 대하여 인정되는 금액이 500여만 원, 위증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우 인
정되는 금액이 300여만 원, 일조방해 등으로 인한 생활이익의 침해에 대하여 인정되는 금액
이 10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점, 초상권·음성권 침해에 대하여 인정되는
금액도 500만 원에서 수십만원 정도인 점과 대비하여 볼 때 비교적 단순한 개인정보의 유출

７ 일반론적인 견해이기는 하나 개인정보 침해의 경우 비재산적 손해와 재산적 손해가 모두 발생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정상
조·권영준, “개인정보의 보호와 민사적 구제수단”, 「법조」 통권630호(2009.3.) 참조.
８	대법원 2011.9.2. 선고 2008다42430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
는 경우에는, 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성,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욱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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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수백만 원의 비재산적 손해액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９

2)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개인정보보호법 제40조에서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
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동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동법 제46조) 또한 동법 제47조에 의하면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이를 수
락하면 조정의 내용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
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
우로서 대통령령１０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49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전문성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가
용의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이 제도는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이른바 옵트인 절차로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쉽게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
게 한 것으로 보인다.

3) 단체소송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１１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을 거

９ 권영준·이동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실 및 손해 판단기준,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 2013. 63면 이하
１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2조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법 제4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혹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1.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다음 각 목의 정보주체를 제외하고 50명 이상일 것
가. 개인정보처리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정보 주체
나. 가튼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중인 정보주체
다. 해당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정보주체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１１	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에서는 다음의 단체들을 정하고 있다.
1.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나. 단체의 정회수원수가 1천 명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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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
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51조) 그런데 법문에서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단체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경우 남소의 위험이 있고 개인정보처리자
등 피소당하는 사업자의 응소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어, 미국에서와 같은 class action이 허
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단체소송으로 금지청구만을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인다.

4) 형사적 구제방안

구제방안의 의미를 피해자의 이익이나 권리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자면 형사적 구제
방안은 다소 자연스럽지 못한 말이다. 일반적으로 형사적 조치는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적 조치를 의미하는 바,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를 위하여 그 유출 범위를 줄여주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주어 금전으로 피해를 전보하여주는 것과는 별개의 조치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제방안의 의미를 위법한 상황을 야기한 점에 대한 제재의 의미까지 포함
하는 것으로 본다면 형사적 구제방안 역시 필요한 구제방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형사적 조치의 존재로 인하여 위법행위의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
는 사전적 예방의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사후적으로도 민사적 구제가 용의해지는 경우도 있으
므로 형사적 조치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방안일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
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
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다.
명예훼손이나 비방은 개인정보 침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 핵심은 개인정보 침

		 다.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30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성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나. 정관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 명 이상일 것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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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한 명예, 사회적 평가의 훼손에 있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개인정보
침해의 경우와는 다른 면이 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상 규정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경우
와 같이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는 것이고,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
로는 피해자가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면이 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
71조 내지 제73조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친고죄도 아니다.

5) 기타 구제방안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
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
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요청
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
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는 사생활 침해
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논의되
는 개인정보 유출에 고유한 구제 수단은 아니나, 권리침해를 유발하는 개인정보가 공개된 것
을 시정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볼 수 있다.

3. 구제방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모색
1) 민사적 구제방안의 경우

우리 법은 권리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원 등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
하고 권리가 있음에 대한 입증을 다하여야 국가가 그 권리를 실현시켜줄 뿐, 권리자가 권리
위에 잠자는데 그 권리를 국가가 실현시켜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
에서 권리자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주장, 입증하는 데에는 시간, 노력 등의 비용이 들기
마련인데 그 비용이 권리 실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비교하여 더 크거나, 또는 권리자
가 생각할 때 권리 실현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고 할 때 권리자로서는 권
리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１２ 따라서 개인정보 침해와

１２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판결에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발생이 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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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피해가 대량 발생하였을 때 각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를 주저하게 되고 이는
결국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을 전환한다거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나 집단조정절차를 둔다거나, 단체소송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
만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는 손해의 발생여부의 입증뿐만 아니라 발생된 손해와 정보침해간
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도 입증하여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손해액의 입증 책임을 경
감시키고 행정청이나 중립 기관을 소의 제3자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손해액을
도출함에 있어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모적 비용을 줄여 권리 구제를 용의
하게 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전보적 손해배상 이외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１３ 이는 개인정보 침해 사건 중 유출사고나 해킹사고의 경우
에는 소규모의 피해가 다수의 이용자에게 발생하고 그로 인해 사회에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
이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우리법의 손해배상제도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 도입
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법정 손해액제도나 집단소송 절차 또는 행정적
구제 등으로 현실적 손해배상 청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면 굳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를 도입할 필요성을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의 경우 그 개별 손해액은 작지
만 전체 손해액은 막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하여금 개인정
보 보호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혹은 집단 손해배상이 원활이 이
루어지도록 유도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2) 분쟁조정절차의 경우

또한 현재 분쟁조정 절차는 기대했던 것만큼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집단분쟁조정 제
도는 특히 그러하다. 그것은 조정안이 강제되지 아니하여 일방 당사자의 불복 의사만으로 분
쟁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 절차가 무용한 절차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분쟁 시 법
원에서 바로 판단을 받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일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분쟁 ‘조정’의 특성상
절충안을 찾는 방식의 분쟁 해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일방 당사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

１３ 길준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징벌적 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부·정보통신연구진흥원,
2007, 60면 이하; 김미혜,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아주법학 제2권 제1호」,
2008, 69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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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의 입장에서 보면 일부라도 금원의 지급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따라서 다른 추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동일한 상황에 이용자가 다수인 경우에
는 추가 구제청구를 받을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쉽사리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쟁조정절차를 제소 전 필수 절차로 규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분쟁조정절차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필수 절차 지정은 오히려 피해자가 부담해
야 하는 비용을 늘릴 수 있다. 따라서 신중히 접근해야할 문제이다.

3) 단체소송의 경우

단체소송의 경우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손해보상을 위한 소는 제기
할 수 없다. 이는 남소를 방지하고 우리나라 법체계의 일반적 원칙을 지키기 위함인데 이는
분쟁 기간을 늘릴 수 있어 비효율적이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사건의 실질적 보상액이 20만 원
남짓이라는 현실에서 피해자 개개인이 소를 제기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물론 우리나라 민사 소송상 처분권주의, 변론주의와 집단소송 제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
해야 하는지 등 복잡한 문제가 산재하여 있으나,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도입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제도의 현실적 활용 여부와는 별론으로 그 제도의 도입이 주는 심리적 효과가 상당
하다고 보이는 바, 이의 도입에 대하여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인증 받은 소비자단체 등이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손해배상 소송 역시
병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4) 형사 조치의 경우

현재 개인정보 침해 관련 범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지 않다. 만약 이
를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정한다면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의 권익 보호에 유리할 수 있
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개인정보 침해가 사회적 영역이라기보다는 개인적
법익의 영역에 가깝고 개인이 정보 침해로 인하여 입은 피해의 전보라는 측면에 좀 더 초점
을 맞추고 있다. 나아가, ‘개인정보’의 정의가 너무 넓고, 범죄 구성요건이 매우 폭넓게 구성
되어 있는데다가 형사처벌 규정이 너무 광범위하여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까지 굳이 형
사처벌을 해야 하는지 그 실질적 필요성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자가 소수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와 같이 반
의사불벌죄로 하는 것이 유의미한 부분이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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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또 다른 개
인정보 침해 피해자가 고소하거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 형사처벌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측면이 있다.
나아가, 별도로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외국의 법제도와 비교하여 볼 때,
규제의 복잡성이나 전문성, 형사처벌의 필요성 등의 요건을 검토하여 단순한 절차 규정 위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들을 행정적 구제방안으로 돌려 형사책임에서 제외하되, 규제
기관에 의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고, 나아가, 규제기관의 시정조치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
우 그 이행을 형사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Ⅳ. 결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제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이용자들의 행태에 대한
엄밀한 파악과 분석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대한 논의
에 있어 이러한 분석이 심각하게 고려되거나 활용된 적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규제
는 인터넷 ‘생태계’의 장래를 결정짓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정책결정에
앞서 그 영향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앞에서는 개인정보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행정적, 사법적 대응에 대해 민사상 구제방안,
형사상 구제방안, 행정적 구제방안으로 나눠 그 현황과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민사상 구제
방안으로는 손해전보를 손쉽게 받기 위한 손해배상액 법정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추가로 기존의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
고 형사적인 측면에서는 각종 형사처벌 규정들을 상세히 두고 있는데, 우리 법의 체계에 비
추어 볼 때 상세한 형사처벌 규정이 적절한지는 의문이 있으며, 중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행정적 규제로 전환하는 방향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정적 구제와 관련하여서는
과징금 제도와 형사처벌 제도간의 합리적 비례성 확보를 위한 검토 및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상한선에 대한 검토 등의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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